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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t is well-known that patients with chronic fatigue or frequent pain seek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therapies (CAT) in Western countries. We conducted this study to determine the pattern of CAT use and the 

factors related to CAT use in patients with chronic fatigue or pain in Korea.

Methods: This was a cross-sectional study. The participants (n = 143) with chronic fatigue or pain completed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inclu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 as well as disease-related and CAT-related items.

Results: The frequency of CAT use was 51.0% and 39.2% over the past 10 years and 1 year, respectively. The most common 

type of CAT used was herbal medicine. The therapeutic effects of the CAT were similar to physicians’ prescriptions. CAT 

were most often used in combination with conventional medicine rather than alone. More than 70.0% of subjects did not 

consult their physicians for the use of CAT. The duration of illness, severity of fatigue and pain was signifi cantly related to 

the use of CAT.  

Conclusion: Many patients with chronic fatigue or pain use CAT. Most of these patients do not consult their physicians 

regarding CAT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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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보완 대체 요법은 효과나 부작용의 근거가 부족함에도 최

근 그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 전체 인구의 이용 경험

은 1990년 34%에서 2002년 62%까지 증가되었다고 보고 하였

다.1-3) 한국의 최근 연구에서도 지난 1년간 보완 대체 요법을 

경험한 인구가 29% 정도에 이른다고 보고하였으며 점차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4) 그리고 보완 대체 요법은 특이한 

증상이 없는 건강인에 비하여 만성적인 증상을 앓고 있는 환

자들에서 그 이용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성질환, 특

히 근골격계 질환이나 만성 통증 및 피로 등에서 그 이용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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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관계없이 만성 피로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경우 기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증상 호전이 느리며, 치

료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보완 대체 요법에 대한 요구가 높으

며,1) 특히 병태생리학적인 원인이 불확실하여 치료가 불명확

하며 결과적으로 불안, 우울증을 수반할 수 있는 만성피로증

후군, 섬유근통증후군 등에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

고 있다.5-8)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 및 동, 

서양 의학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이원화 구조, 최

근에는 인터넷 보급의 일반화로 인한 보완 대체 요법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이 더욱 용이해져, 이에 대한 정보들이 무분별

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 사례 역시 많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9) 

한국에서는 아직 만성 통증 및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

들에서의 보완 대체 요법의 이용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가 없다. 만성 피로와 만성 통증 환자들의 유병률이 높으며 보

완 대체 요법에 관한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그들이 보완 대체 

요법을 이용하는 동기 및 구체적인 종류, 이용을 예측할 수 있

는 인자를 알 수 있다면 의사들이 이러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10-12)    

만성 피로와 만성 통증이 보완 대체 요법을 이용하는 대표

적인 질환1)이라 대상으로 정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

래에서 만성 피로나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서 보완 

대체 요법의 이용 양상을 조사하였다. 

방법

1. 연구 대상 
200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성 피로나 만성통

증으로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만성피로클리닉을 방문한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 환자들 중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

한 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

다. 이 중 143명(응답률: 89.4%)이 최종 연구 대상이었는데 16

명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고, 1명은 설문의 응답이 불충분하

였다. 원인에 관계없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피로 증

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를 만성피로 환자

로 정의하였고,13) 만성 통증 환자는 Th 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의 정의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전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로 하였다.14) 

2. 설문지 
연구 대상들에게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건강 습관 관련 항

목, 질병 관련 항목 및 보완 대체 요법 관련 항목 등으로 구성

되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직업, 종교, 결혼 상

태, 교육 수준, 월 평균 수입 등 이었으며, 건강 습관 관련 항목

은 음주, 흡연, 운동 여부이었다. 그리고 질병 관련 항목에는 만

성 피로나 만성 통증의 이환 기간, 타 질환 동반 유무, 피로도 

척도(fatigue severity scale, FSS),15) 통증 척도(brief pain index-K, 

BPI-K),16) 우울 척도(Zung's depression scale, SDS)17) 등이 포함되

었다. 보완 대체 요법 관련 항목에서는 ‘지난 10년간 만성 피로

나 만성 통증 증세로 보완 대체 요법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

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보완 대체 요법 경험군과 비경험군

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경험군은 경험했던 보완 대체 요법

의 종류, 각 종류별 이용 시기 및 기간, 효과, 부작용, 비용 및 보

완 대체 요법을 접하게 된 동기, 이용 경로, 의사와의 상담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보완 대체 

요법의 종류는 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의 ‘보완 대체 요

법 근거 수준 및 등급화 결정’에서 발표한 72가지 보완 요법과 

식품을 열거하고 응답자들에게 사용한 보완 대체 요법을 고

르도록 하였다.18)

피로 증상의 중증도(severity)를 평가하는 설문으로 FSS를 

이용하였으며,15) 통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으로 BPI-K 

중 pain intensity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였는데, 지난 24시간 동

안 통증이 가장 심했을 경우와 가장 약했을 때의 정도, 평소 느

끼는 통증의 평균 정도, 현재 느끼는 통증 정도로 구성되어 있

다. 16) 우울증을 평가하기 위한 SDS 설문을 이용하였다.17)

3. 임상 평가 
설문 조사와 함께 담당 주치의가 설문지에 환자의 진단 및 

질병 이환 기간 및 초, 재진 여부를 포함한 병원 방문 기간을 명

시하였으며, 불충분한 경우 응답자의 의무 기록을 고찰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성 피로 및 만성 통증을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원인군과 설명하기 어려운 군으로 분류하여 두 

군에서 보완 대체 요법의 사용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만성 피로나 만성 통증 군에는 스트

레스, 주요 우울증, 적응 장애, 불안증, 수면 장애, 화병과 같은 

정신 사회적 문제와 당뇨(잘 조절되지 않는), 갑상선 질환, 만

성 폐쇄성 폐질환, 디스크 질환과 같은 신체적 질병이 포함되

었다.12)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만성 피로나 만성 통증군

에는 CDC case defi nition criteria에 따른 만성 피로 증후군과 특

발성 만성 피로19) 그리고 섬유근통 증후군20)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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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 분석 
보완 대체 요법 경험군과 비경험군에서 인구사회학적 특

성 및 임상적 특성(피로 정도, 우울 및 통증 정도) 등을 변수에 

따라 χ2-test 및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직

업은 12군으로 나누어 설문하였으나 각 항목마다 응답이 적

어 직업이 있는 군과 없는 군으로 재범주화 하였고, 교육 수준

도 중졸 이하와 대학원졸의 응답이 적어 중졸 이하와 대졸 이

상으로 묶어 분석 시에는 3단계로 재범주화 하였다. 보완 대체 

요법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과 성별 

그리고 단변수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변수들(질병 이

환 기간, FSS, pain intensity, SDS)의 효과를 보정한 후 변수별로 

삼분위 혹은 사분위로 층화 분류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

석법(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

계 분석은 SPSS ver. 13.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

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과

대상들의 성별 및 연령을 포함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보

완 대체 요법 경험군과 비경험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전체 대상자  143명 중 73명(51.0%)

이 지난 10년간 만성 피로나 만성 통증 증상으로 보완 대체 요

법을 경험하였으며 이 중 56명(39.2%)은 지난 1년 이내 경험하

였다고 응답하였다. 만성 피로나 만성 통증군 중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군과 설명하기 어려운 군의 보완 대체 요법 경험

률은 각각 26명과 47명이었다. 대상들이 경험한 보완 대체 요

법의 종류는 총 41종이었으며, 1인당 경험한 보완 대체 요법은 

평균 3.7종이었고 최대 20종까지 경험한 환자도 있었다. 종류

별로는 한약이 60.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침, 

비타민 제재, 녹차 등의 순이었다. 평균 경험 기간은 8.5개월이

었다. 부작용은 한약이 제일 많았다. 의사 처방약과 비교한 효

과 면에서 거의 비슷하다는 응답이 50.7%로 가장 많았고, 더 효

과 없다는 응답도 26.0%였다. 보완 대체 요법을 이용하게 된 동

기로는 기존 치료와의 병용이 49.3%로 가장 많았고, 기존 치료

에 실망해서 사용한다는 응답이 28.8%였다. 경험하게 된 경로

는 가족과 친지들의 권유가 56.6%로 가장 많으며 건강 관련 서

적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가 15.7%이었다. 보완 대체 요법을 사

용함에 있어서 대상자의 72.1%가 의사와 상담을 하지 않았다

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상담할 필요를 못 느낀다거나물어

보면 의사가 싫어할까 두려워서 등의 순이었다(표 2). 

건강 습관과 관련한 특성에서도 보완 대체 요법 경험군

과 비경험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비록 통

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현재 흡연군보다 비흡연군에

서 보완 대체 요법을 더 많이 경험한 경향을 보였다(표 3). 

보완 대체 요법 경험과 관련된 요인들은 만성 피로나 

만성 통증의 이환 기간, 피로 정도, 통증 정도였다. 연령, 성

별 및 각 변수들을 보정한 결과 증상 이환 기간이 6년 이상

인 경우는 2년 미만인 경우 보다 보완 대체 요법 이용 위험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chronic fatigue or pain according to CAT use (N = 143).

Variables
User Non-user

P value*
no. (%)

Sex Men 30 (41.1) 38 (54.3) 0.114

Women 43 (58.9) 32 (45.7)

Age (y) ≤ 36 22 (30.1) 21 (30.0) 0.606

36–47 23 (31.5) 27 (38.6)

≥ 48 28 (38.4) 22 (31.4)

Occupation Employed 44 (60.3) 50 (71.4) 0.215

Unemployed 29 (39.7) 20 (28.6)

Religion Catholic 14 (19.7) 5 (7.2) 0.174

Buddhism 13 (17.8) 14 (20.3)

Christian 23 (31.5) 21 (30.4)

None 23 (31.5) 29 (42.0)

Marital  
 status

Marriage 52 (71.2) 47 (67.1) 0.136

Divorce   4 (5.50) 1 (1.4)

Bereavement 2 (2.7) 2 (2.9)

Separation 0 (0.0) 5 (7.1)

Single 15 (20.6) 15 (20.4)

Education < High school 10 (13.7) 13 (18.8) 0.701

High school 21 (28.8) 18 (26.1)

≥ College 42 (57.5) 38 (55.1)

Income < 100   7 (10.0)   9 (13.6) 0.604

(10,000 
KRW/mo)

101-200 18 (25.7) 23 (34.9)

201-300 13 (18.6)   8 (12.1)

301-400 13 (18.6) 12 (18.1)

≥ 401 19 (27.1) 14 (21.2)

CAT: complementary and clternative medicine therapies, 
KRW: Korean won. 
* By χ2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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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ehavioral pattern of patients with chronic fatigue or pain according to CAT use (N = 73).

Variables No. (%)

No. of CATs used (mean ± SD) 3.68 ± 3.62

Types of CATs used* Herb 44 (60.3)

Acupuncture 20 (27.4)

Vitamin 17 (23.3)

Green tea 13 (17.8)

Ginseng 12 (16.4)

Massage 10 (13.7)

Others 11 (15.1)

Duration of CAT use (mo, mean ± SD)                     8.46 ± 16.79

Adverse reactions of CATs used* Herb 6 (8.2)

Acupuncture 2 (2.7)

Vitamin 1 (1.4)

Green tea 2 (2.7)

Ginseng 1 (1.4)

Massage 1 (1.4)

Comparison with Better 17 (23.3)

a physician's prescriptions Similar 37 (50.7)

Worse 19 (26.0)

Cost (10,000 KRW, mean ± SD) Annual 112.91 ± 143.30

Reasons for using CATs* Combination with conventional treatment 36 (49.3)

Dissatisfaction with conventional treatment 21 (28.8)

Better than conventional treatment 14 (19.2)

Dislike to take conventional medicine 4 (5.5)

No belief in conventional treatment 4 (5.5)

Others 12 (16.4)

Route Family/acquaintances 47 (56.6)

Health book/internet 13 (15.7)

Mass media/advertisement 11 (13.3)

Direct manufacturer's advertisement 2 (2.4)

Consultation with a physician 5 (6.0)

Others 5 (6.0)

Consultation† Yes 19 (27.9)

No 49 (72.1)

Reasons for no consultation Not being asked by a physician 6 (12.2)

  (no. = 49) No need to consult 17 (34.7)

Concern about a  physician's blame 14 (28.6)

No timeto consult 12 (24.5)

CAT: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therapies, SD: standard deviation, KRW: Korean won.
*The item includes duplicated answers, †The item includes missing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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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용 위험도가 5.72배(95% CI=1.362-24.045) 높았다. 통

증 중증도가 5점에서 15점 사이인 경우가 5점 미만인 경우

보다 보완 대체 요법 이용 위험도가 3.17배(95% CI=1.222-

8.217) 높게  나타났으며 ,  16점  이상인  경우는  5점  미만

인 경우보다 3.27배(95% CI=1.051-10.161) 높았다(표 4). 

고찰

한국은 동서양 의학이 혼재된 이원화된 의료 체계로 정통

적인 서양 의학적 치료뿐 아니라 동양적 치료법이 널리 유행

하고 있는 국가이다. 저자들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의학적으

로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만성피로 및 만성통증을 호소하

는 환자들의 보완 대체 요법의 경험률과 이와 관련 요인들을 

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만성 피로나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보완 대체 요법 경험률은 지난 10년간은 51.0%이었으며, 최근 

1년간 경험률은 39.2%였다. 보완 대체 요법 이용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는 만성 피로 및 만성 통증의 이환 기간, 피로의 중

증도, 통증 강도 였다. 경험한 보완 대체 요법 종류로는 한약, 

침, 비타민 제재 등이었으며, 그 효과는 의사 처방약과 거의 비

슷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경험한 보완 대체 요법은 단독 요법

보다는 주로 정통적인 서양 치료에 병용하고 있었다. 대상자

의 72.1%는 보완 대체 요법 경험 전에 의사와 상담을 하지 않았

으며, 이유로는 상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물어보면 싫어

할까봐, 상담 시간이 없다는 이유 등이었다. 

Table 3. Health behavior of patients with chronic fatigue or pain according to CAT use (N = 143).

Variables
User Non-user

P value*
No. (%)

Alcohol Current alcoholic 33 (45.2) 33 (48.5) 0.417

Non-alcoholic   9 (12.3) 4 (5.9)

Ex-alcoholic 31 (42.5) 31 (45.6)

Smoking Current smoker 10 (13.7) 21 (30.4) 0.053

Non-smoker 16 (21.9) 13 (18.8)

Ex-smoker 47 (64.4) 35 (50.7)

Exercise Yes† 49 (67.1) 44 (63.8) 0.674

No 24 (32.9) 25 (36.2)

CAT: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therapies.
*By χ2 test, †1 or more exercises per week currently.

Table 4. Affecting factors for CAT use by multivariate 

analysis.*

Variables Odds ratio 95% CI

Duration of < 2 1 1

 fatigue or 2-5 1.622 0.595-4.418

 pain (y) ≥ 6 3.269 1.130-9.457

Fatigue severity < 37 1 1

 by FSS 37-43 2.646 0.818-8.557

44-53 2.690 0.781-9.261

≥ 54 5.722 1.362-24.045

Pain intensity < 5 1 1

 by BPI-K 5-15 3.169 1.222-8.217

≥ 16 3.267 1.051-10.161

Depression < 41 1 1

 by SDS 41-47 1.399 0.435-4.492

48-53 0.894 0.287-2,782

≥ 53 0.440 0.118-1.636

CAT: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therapies, 
FSS: fatigue severity scale, BPI-K: brief pain index-K, SDS: 
Zung's depression scal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ment for 
age, sex, and other signifi cant related variables to CAT use.

(교차비)가 3.27배(95% CI=1.130-9.457) 높았으며, 피로 중

증도가 54점 이상인 경우 37점 미만인 경우보다 보완 대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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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만성 피로나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보완 대체 요법 연간 경험률은 39.2%이었다. 기존의 한국에서

의 보완 대체 요법의 경험률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4)에서는 29%,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21)

에서는 63.0%, 성인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

는 70.8%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 우리의 연구 결

과와의 차이는 연구 대상들의 배경의 차이, 대상들의 질병의 

차이에 의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본 연구 대상들과는 다르

게 특정 질병의 호전 또는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 피로 및 만성 통증 환자들의 보

완 대체 요법의 경험률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Haezman 등23)

은 만성 통증 환자의 67.0%, Afari 등8)은 만성피로증후군 환자

의 91%가 보완 대체 요법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

구 결과에 비하여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대상들

에게 일생 동안의 보완 대체 요법 경험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

였기 때문에 본 연구보다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사용한 보완 대체 요법의 종류에서는 한약을 

가장 많이 이용(60.3%)하고 있었으며 그밖에 침, 비타민 등의 

건강 보조 식품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였는

데, 그 이유는 한국의 이원화된 의료 체계 내에서 한의학이 서

양 의학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의료 형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보완 대체 요법을 경험하게 된 동기로는 만성 피로나 만

성 통증을 주소로 온 환자들은 기존 치료에 병용해서 사용한

다는 응답이 기존 병의원 치료가 효과가 없다거나, 기존 치료

보다 더 좋다는 믿음 등보다 많았다. 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기

존 치료를 소홀히 하면서 보완 대체 요법에 몰입할 것으로 우

려하고 있으나,24) 대부분의 환자들은 기존 치료를 수행하면서 

함께 보완 대체 요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만성피로클리닉을 찾아온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일차 진료나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들

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보완 대체 요법을 이용하게 된 경로도 가족, 친지의 권유

가 많았고(56.6%), 다음으로 건강 관련 서적, 인터넷(15.7%) 순

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한국의 선행 연구들9,21,22)의 결과와 유

사하다. 이는 연구 대상의 나이가 주로 40대 이상의 고연령층

이었던 것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보완 대체 요법 관리에 의사들의 역할이 적다는 것을 반영하

며, 의사와의 상담 역시 28% 정도였다는 결과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한 보완 대체 요법에 대

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환자 및 일반인의 관심 및 활용도

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사들 역시 이에 대한 관심 및 적절한 접

근법에 대한 요구가 절실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보완 대체 요법 경험 

여부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arnes 등3)

은 여성,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완 대체 요법을 많이 경험하

였다고 보고하였으며 한국의 연구4)에서도 여성, 연령이 증가

할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군에서 보완 대체 요법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류마티스 질환 환

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연구들9,24)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보완 대체 요법의 경험 유무와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우리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차

이는 특이한 질병이나 증상을 가진 환자들과 건강한 사람들

에서 보완 대체 요법 이용 양상이 다름을 보여준다. 즉, 보완 대

체 요법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건강 증진이 목적이지만 질

병을 가진 환자들은 서양 의학적 치료법을 대체하거나 보완

하는 용도로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24) 그러나 일반 인구 집단

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표본수가 큰 캐나다의 만성 요통이

나 관절통, 관절염 환자들에서 보완 대체 요법 사용 양상을 조

사한 연구들25,26)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보완 대체 

요법 사용의 차이가 남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가간의 문화적 

차이 때문 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특정 질병이나 증

상에서의 보완 대체 요법의 이용에 대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은 더 많은 대규모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보완 대체 요법 경험군과 비경험군 사이에 질병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보완 대체 요법의 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 만성 피로와 만성 통증 

증상의 이환 기간과 피로 정도, 통증의 중증도가 보완 대체 요

법을 이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질병 이환 기간에 따른 보완 대체 요법 사용 증가는 여러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21,22,27)에서도 본 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증상의 이환 기간이 길게 되면 

기존 치료의 만족도가 떨어져 보완 대체 요법을 많이 사용하

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질병의 이환 기간이 너무 길면 

보완 대체 요법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며 효능에 대한 부정

적 경험의 증가될 수 있는데, 보완 대체 요법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은 특정 질병의 전문의 및 정통 의료 기관 중심의 치료를 

오히려 선호하게 되어 보완 대체 요법의 경험률이 떨어질 수

도 있다는 주장24)도 있다. 또한 증상의 중증도가 클수록 질병 

이환 기간도 늘어나게 되며28) 결과적으로 보완 대체 요법 경

험률이 증가할 수 있다. 문헌에 따르면 만성피로증후군 환자

들에서 피로로 인해 장애가 클수록 대체 요법을 찾을 가능성

이 높다고 하였고, Haezman 등23)은 통증의 정도가 커질수록 보

안 대체 요법의 이용이 증가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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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우울 증상의 정도가 클수록 보완 대체 요법의 이용이 증가

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져 있다.2,26,29)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이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연령, 성별, 질병 이환 

기간, 피로 정도 그리고 통증 강도 등의 변수를 보정하였을 때 

우울 증상의 정도에 따른 보완 대체 요법의 사용은 통계학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대상들은 병원을 방문한 주

소가 만성 피로 및 만성 통증이었으며 우울 증상은 이러한 증

상에 수반되는 증상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만성 피로 

및 만성 통증 환자들에서는 우울 증상보다는 피로와 통증이 

보완 대체 요법의 경험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었기 때

문에 우울 증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진 못했

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서울 

소재 한 대학 병원 가정의학과 만성피로클리닉을 방문한 환

자들이 연구 대상이었으므로 그 정도가 일차 의료를 이용하

는 환자들보다는 더 심한 환자들이 많아 일차 의료를 이용하

는 환자군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대조군을 통한 연구

가 없었고, 셋째로 외래 방문 환자 전체를 반영하기에 그 연구 

기간이 짧았다. 이러한 제한점은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극복

되어야 할 것이다. 

외래에서 만성 피로나 통증을 오랫동안 호소하고 피로도

나 그 통증 정도가 강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환자 진료시 이들

이 사용하는 보완 대체 요법에 접근이 필요하며,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완 대체 요법적 치료에 따른 실태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의료인 스스로의 연구 및 지식 습득을 통해 환자들이 좀

더 적절하게 보완 대체 요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요약

연구배경: 만성 피로나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서 보

완 대체 요법에 대한 요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 피로나 

통증을 호소하는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완 대체 요법의 

이용 양상을 알아보았다.

방법: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만성 피로나 만성 통증을 주

소로 내원한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습관관련 항목, 질병 관련 항목 및 보완 대체 요법 관련 항

목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총 143명의 응답자 중에서 지난 10년간 만성 피로나 만

성 통증 증상으로 보완 대체 요법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73명

(51.0%)이었으며, 최근 1년간 경험한 사람은 56명(39.2%)이었

다. 가장 많이 경험한 보완 대체 요법의 종류는 한약이었으며, 

그 효과에 있어서 의사 처방약과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

었다. 단독 요법보다는 주로 정통적인 서양 치료에 병용하고 

있었다. 70% 이상이 보완 대체 요법을 사용하면서 의사와 상

담하지 않고 있었다. 보완 대체 요법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는 만성 피로 및 만성 통증의 이환 기간, 피로의 중증도, 통

증 강도였다.

결론: 만성 피로나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보완 대체 요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들 중 대다수에서 보완 

대체 요법 사용시 의사와 상담을 하지 않고 있었다.

중심단어: 보완 대체요법, 만성 피로, 만성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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